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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군사용 위주로 개발되었던 무인비행체 (Unmanned Aerial 

Vehicle)는 최근 활용가능성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

다. 세계 각국은 무인비행체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연

구개발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무인비행체

를 산업과 민간에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무인비행체

는 의학, 기상,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및 콘텐츠와 융합

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

요 기술인 사물 인터넷(IoT), 로봇공학, 인공지능(AI), 자율 주행 등과 

융합하여 미래지향적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최근에는 기상관측, 인명구조, 영상촬영 등 다양한 분야의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한 특수 목적용 무인비행체가 개발되고 있으며, 카메라, 센

서, 소형 CPU나 GPU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개발되

고 있다. 또한 장시간 비행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무인비행체의 소형

화 및 전력 소모 절감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자율 비행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무인비행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인비행체 기술의 가장 큰 이점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역

을 도달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지

역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무인

비행체는 조난자 수색, 산불 감시, 

교통 단속 등에 이용되고 있다. 하

지만 무인비행체가 광범위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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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은 쉽게 수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

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본 연구진은 무인비행체를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조난자 탐지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소

개할 것이다.

기존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조난자 수색에서는 구조 요

원이 육안의 피로로 인해 모든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고고도에서 촬영된 영상은 육안

으로는 물체의 외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난자의 

존재를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ICT와 융합한 조난자 수색 

방식의 경우, 재난 상황 속에 존재하는 각종 전자기기들

이 오작동하거나 손상 및 파괴되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 센서를 이용한 조난자 탐지는 지형지물의 파괴

로 인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수색하는 용도로

는 유용하나, 광범위한 재난 지역을 신속하게 수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 육안 피로의 한계로 인해 모든 비행 

영상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중/고고도에서 촬영된 영상

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물체의 외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

문에 조난자의 존재를 오판할 가능성이 높다. ICT와 융합

한 조난자 수색 방식의 경우, 재난 상황 속에 존재하는 각

종 전자기기들이 오작동하거나 손상 및 파괴되어 작동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각종 센서를 이용한 조난자 탐지

는 지형지물의 파괴로 인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을 수색하는 용도로는 유용하나 광범위한 재난 지역을 신

속하게 수색하기는 어렵다.

조난자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난자의 생명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만약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수색할 수 있다면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무인비행체와 최근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딥 러닝(Deep Learning)

의 결합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수색할 수 있

는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의 물체 검출

(Object Detection)분야는 딥 러닝의 재조명으로 활발

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딥 러닝을 이용한 물

체 검출 모델은 인간의 육안과 비슷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물체 검출 모델의 주요 성능 지표는 검출 정확도

(Average Precision, AP)와 화면 재생 빈도(Frame Per 

Second, FPS)이며, 최신 물체 검출 모델인 YOLO(You 

Only Look Once)9000[2]은 Pascal VOC 데이터 셋 기

준, 78.6 mAP(mean Average Precision), 40 FPS의 성

능을 보유하고 있다.

물체 검출의 주요 연구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지상/

저고도에 존재하는 물체를 검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으며, 중/고고도에 관한 물체 검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

였다. 그 이유는 모델 학습을 위한 지상/저고도 데이터

(ImageNet, Pascal VOC)는 그 수가 많으며, 다양한 환

경 및 물체에 관해 존재하지만 중/고고도에 관한 데이터

는 데이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중/고고도의 학습 데이터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가

장 쉬운 방법은 인간이 직접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이다. 하지만 중/고고도에 존재하는 물체는 인간의 육

안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물체들이 존재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점진적 학습(Incremental 

Learning)[8] 기법을 통해 학습 데이터 수를 증가시키는 

<그림 1> 무인비행체를 활용한 조난자 탐지 및 구조

<그림 2> 무인비행체 임베디드 조난자 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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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안한다.

점진적 학습은 모델의 테스트 결과를 다시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하는 기법이며, 머신 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점진적 학습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

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도메인 확장을 통해 다양한 각

도, 고도 및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최종적

으로 적은 수의 중/고고도 기반 조난자 데이터를 학습한 

물체 검출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고도에 존재하는 조난

자를 검출하고자 한다.

최신 물체 검출 모델인 YOLO9000[2],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3]들은 이미지 처리 속도 증가

를 위해 RPN(Region Proposal Network)[4]를 사용하지 

않고 Grid Cell & Multi-Box[1][2][3]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작은 물체를 검출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체 

검출 모델의 입력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안 되었지

만 이미지 처리속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본 연구진은 중/고고도에서 나타나는 작은 물체 검

출과 동시에 Tracker[5-6]를 이용하여 이미지 처리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소형 CPU, GPU, 센서, 카메라 등을 탑재하여 임

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무인비행체가 출시되

고 있다. 하지만 무인비행체의 크기, 무게, 냉각 등의 문

제로 인해 연산 능력과 메모리 등 하드웨어 성능이 현저

히 감소한다. 따라서 무인비행체 임베디드 시스템에 물

체 검출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심각한 이미지 처리속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진은 물체 검출 모델[2]과 

Tracker[6]의 결합, 점진적 학습[8]을 적용하여 무인비행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독자적인 컴퓨팅 능력만으로도 다

양한 고도와 환경에 존재하는 조난자를 탐지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무인비행체 임베디드 조난자 탐지 시스템

의 필요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중/고고도에 존재하는 작은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물체 검출 모델

2.   다양한 고도와 환경에서 조난자를 탐지하기 위한 점

진적 학습 시스템

3.   제한적인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딥 러닝 기반 조난자 

탐지 시스템

Ⅱ. 조난자 탐지 시스템의 구조

1. 물체 검출 모델 구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물체 검출에 관한 연구는 최근 머

신러닝(Machine Learning),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 학습을 통한 물체 인식 시스템이 주를 이

루며, 현재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물체 검

출 시스템으로는 Faster R-CNN[4], SSD[3], YOLO[1], 

YOLO9000[2] 등이 존재한다. Faster R-CNN[4]에 비해 

SSD[3]와 YOLO9000[2]는 물체 검출 속도가 우수하다. 이

는 RPN & Re-Sampling이 아닌 전체 이미지를 그리드

(Grid)로 나눈 후 모든 Grid Cell에서 물체를 검출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의 무인비행체에 탑재된 시스템

은 YOLO9000[2] 검출기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YOLO9000[2] 검출기는 이미지 전체를 검출기의 입

력으로 받아 분류하고자 하는 물체의 종류들(ex. 조

난자, 조난자가 아닌 것)에 대해 물체를 검출한다. 

YOLO9000[2]의 특징은 입력 이미지를 S x S의 그리드

(Grid)로 나눈 다음, 각각 Grid Cell 당 B개의 서로 다른 

경계 박스(Bounding Box)를 생성한다. 각 경계 박스는 

신뢰도 점수(Confidence Score)와 클래스가 존재할 확률

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물체 검출을 하는 모델이다. 

한편, 기존 YOLO[1] 검출기를 발전시켜 Batch 

Normalization, 고해상도에서의 검출, Anchor Boxes 

사용과 마지막 단의 Fully-Connected Layer를 

Convolutional Layer로 대체하여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또한, C Language 기반의 Darknet[1]을 이용해 속도 향

상을 이루었다.

<그림 3> YOLO9000의 물체 검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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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수집

일반적 도로 환경의 지상/저고도 보행자 데이터 셋은 

구하기 쉬우나, 중/고고도 시점에서의 데이터는 많지 않

고(Stanford Drone Dataset[10] / UCLA Aerial Event 

Dataset[11]) 앵글 및 고도 변화가 매우 제한되어있다. 따

라서 다양한 고도와 환경에서 조난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진은 무

인비행체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잘라내 이미지 데이터 셋을 만들었

다.(UNIST 데이터 셋) 이후 Matlab GUI를 이용해 어노

테이션 툴(Annotation Tool)를 제작하여, 보행자 바운딩 

박스 정보를 만들었다.(Labelling) 많은 프레임에 대해

서 일일이 바운딩 박스 정보를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Annotation 

Tool에 Tracking 기능을 삽입하여, 한 번 물체 정보를 잡

아주면 Tracker가 예측한 위치로 다음 박스 정보를 미리 

생성하여 사람의 노동을 줄이고자 하였다.

3. 작은 물체 검출을 위한 개선

기존 물체 검출의 주요 연구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

는 지상 및 저고도에 존재하는 물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고, 무인비행체의 시각에서 보이는 중/고고도

에 관한 물체 검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

았다. 또한, 무인비행체에서 촬영되는 물체는 매우 작

고, 작은 물체 검출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을 하였다. 방법은 이미지의 크기를 보간

법(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두 배로 늘리거나 줄인

다. YOLO9000[2] 검출기의 특성상, 모든 이미지를 일정 

크기로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

으나, 다시 크기를 같게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보간법에 의

한 노이즈 및 픽셀 간 미세한 변화가 생기므로 변형된 이

미지 데이터가 된다.

또한, YOLO9000 검출기의 입력 크기를 2배로 늘려

(416x416 → 832x832), 작은 물체에 대한 픽셀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Feature map을 더 많은 

Grid Cell로 나눈 효과 가 있고, 깊은 Feature Map에서

도 많은 정보의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검출

기의 입력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속도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으나, Tracker를 도입하여 해결하였다.

4. Tracker

Tracker는 VOT(Visual Object Tracking) 2016[9]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KCF(Kernelized Correlation 

Filters) Tracker[6]이다. KCF Tracker[6]는 이미지 내부

의 단일 물체에 대해 Tracking을 수행하지만 본 연구진

은 검출 물체 별 ID 부여를 통해 단일 물체 Tracker를 다

중 물체 Tracker로 변경하여 물체 검출 모델과 결합하였

<그림 5> 데이터 증강 및 모델 입력 크기 증가 <그림 6> 물체 검출 모델과 Tracker의 결합

<그림 4>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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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난자 영상에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검출기를 통

해 물체를 검출하고, 검출된 박스 정보를 기반으로 네 번

째 프레임까지 Tracking을 진행한다. 조난자 영상의 특

성상, 조난자의 이동반경이 크지 않고 무인비행체의 속도

에 따라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Tracker를 사용하여도 검

출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Tracker를 통해 준 실

시간으로 조난자 검출을 할 수 있다.

5.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

기존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임베디드 CPU, 

GPU 프로세서와 무인비행체 전용 카메라 등 기술적으

로 무인비행체에서 딥 러닝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이 되었다. 하지만, 같은 딥 러닝 모델을 구동하여도 일반 

데스크탑 및 서버용 CPU, GPU보다 처리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모델 최적화 및 처리 속도가 빠른 C Language로 

구현을 하였다.

작은 물체 검출 기술을 적용한 물체 검출 모델을 무인

비행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독자적인 컴퓨팅 능력만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이미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조난자 탐

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무인비행체에 임베디드 가능한 

GPU(NVIDIA Jetson TX2)를 탑재하여 딥 러닝 기반 물

체 검출 모델과 Tracker를 결합하여 물체 검출을 수행하

였다.

6. 점진적 학습(Incremental Learning)

앞서 데이터 수집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고

도와 환경에서의 조난자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종류의 촬영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매번 사람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고고도의 데이터는 

인간의 육안으로도 판단하기 힘든 물체들이 이미지 내에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트 결과를 이용하여 

물체 검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점진적 학습 기

법을 적용하였다. 물체 검출 모델의 테스트 결과에서 높

은 점수로 이미지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를 찾았을 

때, 이를 정답(Ground Truth)에 가깝다고 가정을 할 수 

있으며, 임계점(Threshold)이 초과하는 테스트 결과를 

다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점진적 학습을 통해 기존

에 학습하지 못했던 물체들을 학습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

시켰다.

Ⅲ. 실험 조건 및 결과

1. 실험 환경

무인비행체는 DJI사 MATRICE-100을 사용하였으

며, 임베디드 GPU는 NVIDIA사 Jetson TX2를 사용하

였다. ROS(Robot OS)를 통해 무인비행체와 임베디드 

GPU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무인비행체의 

배터리에서 임베디드 GPU 및 짐벌에 12V 고정 출력 강

하형 DC-DC 3A 컨버터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다. 딥 러

닝 물체 검출 모델을 임베디드 GPU에서 실행시키기 위

해 CUDA 8.0을 Tegra OS에 설치하였고, 최적화를 위해 

C Language를 사용하였다.

2. 데이터 셋

고고도 기반 보행자 데이터 셋인 Stanford와 UCLA 

Drone 데이터 셋을 사용하였다. 중고도 데이터 셋을 구

축하기 위해 앞서 기술된 방법으로 UNIST 내부 촬영 및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약 4800개의 학습 데이

터를 확보하였다. 고고도 데이터 셋과 중고도 데이터 셋 

사이에 데이터 수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Stanford와 

UCLA 데이터 셋의 학습 데이터 수를 UNIST 데이터 셋

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여 

총 23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약 1700개

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모델의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그림 7> 점진적 학습(Incremental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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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 학습

초기 학습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ImageNet으로 Pre-Trained 된 학습 모델을 사용하였

다. 중/고고도 데이터 셋을 물체 검출 모델에 학습시키

기 위해 학습률(Learning rate)을 0.001로 설정하였으

며, 적응적 학습률 감소(Adaptive learning rate)를 사

용하여 약 500 epochs를 학습하였다. 또한 기존 모델에 

Dropout을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4. 실험 결과

<표 1>은 모델 입력 크기 증가와 데이터 증강을 적용

하여 중/고도도 데이터에 관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다. 기존 물체 검출 모델(416×416)을 사용하였을 때, 

0.3910 의 AP를 얻었다. 이는 Grid Cell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며, Cell 당 차지하는 이미지의 면적이 넓

으므로 작은 물체를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데

이터 증강 기법(832×832 + Data Aug.)을 통해 고도 변

화로 인해 발생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단

순 모델 입력 크기를 증가시킨 모델에 비해 2%의 성능 향

상을 보였다.(0.5869 → 0.6071)

<표 2>는 물체 검출 모델과 Tracker를 결합한 시스템

과 단순 물체 검출 모델만을 구동하였을 경우에 관하여 

정확도와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또한 무인비행체 임베

디드 시스템의 독자적인 컴퓨팅 능력만을 사용하여 테스

트를 진행하였다. Tracker를 결합한 시스템은 0.66 AP, 

7 FPS로 기존 물체 검출 모델만을 이용한 시스템보다 이

미지를 처리하는 시간이 7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성능 측

면에선 기존 물체 검출 모델보다 감소하였다. Tracker는 

한 프레임에서 물체 검출 결과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다음 

프레임의 물체를 추적하므로, 만약 잘못된 검출 결과가 

Tracker에 전달되는 경우, 잘못 검출된 결과가 다음 프

레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출 정확도가 낮아진다.

5. 점진적 학습

<그림 9>은 기본 모델과 점진적 학습을 적용한 것을 비

교해놓은 것이다. Frame 1에서는 두 모델 모두 한 명의 

<표 1> 실험 결과(Test Dataset)

모델 입력 크기 Average Precision

416×416 0.391

832×832 0.5869

832x832 + Data Aug. 0.6071

<표 2> 실험 결과(Tracker vs No Tracker)

비 고 AP FPS

물체 검출 모델 + Tracker 0.66 7

물체 검출 모델 0.74 1

<그림 8> 테스트 셋 결과 예시

<그림 9> 점진적 학습 비적용(위) / 적용(아래)

<그림 10> 점진적 학습 비적용(위) / 적용(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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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만을 검출하였다. 기본 모델의 경우 시간이 지나

도 보행자를 검출하지 못하였으나, 점진적 학습을 적용한 

경우 점차 보행자를 검출하여 Frame 97에서는 화면상의 

모든 보행자를 검출하였다.

<그림 10>은 점진적 학습을 적용한 결과로써, 아래 그림

과 같이 중고도(35m)에서 테스트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

도를 점점 낮추면서 저고도(10m)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점진적 학습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본 테스트 데이

터에서의 결과는 0.11 AP를 기록하였으며, 점진적 학습을 

적용한 모델은 0.11이 상승한 0.22 AP를 기록하였다.

Ⅳ. 전망과 결론

무인비행체 임베디드 조난자 탐지 시스템은 대규모 재

난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빠르게 수색하여 조난자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산간지역이나 해안지역에서의 고립된 조

난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 탐지, 범죄자 추적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할 수 있다.

최근 이미지 정보를 이용한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응용해 영상 시계열

(Sequential) 정보를 이용한 Action Recognition[12], 

Video Captioning[13-14]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다. 본 연구진은 CNN-LSTM(Convolutional Neural 

Network-Long Short Term Memory)를 통해 조난자

의 행동(Action)을 인식하여 조난자의 구조 요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연속된 프레임의 정보를 CNN-LSTM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조난자의 존재 여부를 보다 정확

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점진적 학습 모델에서는 임계점에 의해 판단

하기 때문에 False Positive를 학습하는 경우가 생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불확실성(Model 

uncertainty)를 도입하여 점진적 학습과 능동학습

(Active Learning)을 결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점진적 학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정확

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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